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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guidelines
ICH guideline consensus procedures
• Step 1: Consensus Building
• Step 2: Confirmation of consensus (Draft guideline, Homepage upload)
• Step 3: Regulatory consultation & Discussion
• Step 4: Adoption of ICH Harmonized Guideline (Final guideline, Homepage upload)
• Step 5: Implementation

Revised ICH guideline
• ICH Q3C(R8)
• ICH S1C(R2)
• ICH E2B(R3)

ICH guidelines
ICH guideline Categories
• ICH Q (Quality, CMC): ICH Q1A(R2) ~ ICH Q14
• ICH S (Safety, Non-Clinical): ICH S1A(R1) ~ S11
• ICH E (Efficacy, Clinical): ICH E1 ~ ICH E20
• ICH M (Multidiscipline): M1 ~ ICH M12
ICH M3(R2): Nonclinical safety studies for IND and NDA (2009. 6)
ICH M4: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ICH M4(R4): Organisation
ICH M4Q(R1): Quality
ICH M4S(R2): Safety
ICH M4E(R2): Efficacy
ICH M8: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eCTD)

ICH guidelines (www.ich.org)

ICH M4 – CTD (MFDS 품목허가 별표 3)

Classification of non-clinical studies (ICH M4 - CTD)
Classification
4.2.1.
Pharmacology

4.2.2.
Pharmacokinetics

4.2.3.
Toxicology

Detail Classification

Remarks

Primary Pharmacodynamics

in relation to its desired therapeutic target

Secondary Pharmacodynamics

not related to its desired therapeutic target

Safety Pharmacology

undesirable PD effects on physiological functions

Pharmacodynamic Drug Interaction

Synergic, addictive, antagonistic interactions

Analytical Method and Validation

Accuracy, precision, selectivity, sensitivity, stability etc.

Absorption

Concentration-time profiles, Cmax, Tmax, AUC, BA etc.

Distribution

Protein binding, Vd

Metabolism

T1/2, K

Excretion

CL, urine & feces excretion

Pharmacokinetic Drug Interaction

ADME interactions

Other Pharmacokinetic Studies

Modelling & Simulation

Single-Dose Toxicity

One rodent, clinical route only (non-GLP before PIII)

Repeated-Dose Toxicity

Rodent 4w, 13w, 26w & non-rodent 4w, 13w, 39w

Genotoxicity

AMES, CA, MN or AMES, MN, Comet

Carcinogenicity

Rat & mouse (or guinea pig), 24 months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
* emphasis on
morphological changes Local Tolerance
Other Toxicity Studies

Fertility, EFD, PPND
As part of the general toxicity studies
Antigenicity, Immunotoxicity, Mechanistic studies, Dependence,
Studies on metabolites, Studies on impurities, Other studies

IND 및 NDA를 위한 비임상시험

비임상시험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
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
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약사법)

•

목적: 과학적으로 의미있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임상시험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

비임상안전성평가의 목적 (ICH S6(R1) & ICH M3(R2))

1) Human 초기 임상용량의 설정 및 용량증량 계획 수립
2) 독성을 나타내는 target organ을 확인하고 독성의 가역성 여부 평가
3) 임상에서 측정할 안전성평가항목 확인

ICH M3(R2)
목적: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임상 안전성시험의 국제조화 및
3R원칙에 따른 동물사용 감소
범위: 개발중인 의약품 (주로 합성의약품)에 적용
생명공학유래 의약품(항체를 포함한 재조합단백질 등) 제외 (ICH S6(R1))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 (암, HIV 등) 대상 의약품 제외

약리시험 (Pharmacodynamics, PD)
 비임상 PD시험(in vitro & in vivo)의 목적: 효과 혹은 작용기전 규명
 의약품개발의 초기 발견단계에서 수행
 GLP는 요구되지 않음
 비임상 및 임상시험의 투여용량 설정의 참고자료

안전성약리시험

(ICH S7, ICH M3(R2), MFDS)

 필수안전성약리시험 (Safety Pharmacology Core battery)
: 생명유지와 직결된 생리기능에 대한 평가 ☞ 임상 1상 IND 시 제출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Central nervous system
 추적시험 (Follow-up Safety Pharmacology studies)
: 필수안전성약리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 필수시험에 이상이 있을시 수행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Central nervous system
 추가시험 (Supplemental Safety Pharmacology studies)
: 필수안전성약리시험 이외의 다른 생리기능 및 기관계에 대한 평가 ☞ NDA시 제출
Renal/Urinary system, Autonomic nervous system, Gastrointestinal system,
and Others (Dependency, Skeletal muscle, Immune and Endocrine functions)

약물동태 및 독성동태시험
- In vitro metabolic & Protein binding data는 임상 1상전 제출
- PK (ADME) & Drug interaction과 관련된 생화학적 정보(CYP 등)는 임상 3상전 제출
- 주요 PD시험(in vitro & in vivo)의 목적: 효과 혹은 작용기전 규명
- 의약품개발의 초기 발견단계에서 수행
- GLP는 요구되지 않음
- 비임상 및 임상시험의 투여용량 설정의 참고자료

비임상 독성시험
•

단회투여 독성시험: 설치류, 비설치류

•

반복투여 독성시험: 설치류, 비설치류

•

유전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or 마우스림포마시험), 소핵시험

일반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시험, 코멧시험(Comet assay)
•

발암성시험: Rat & Mice (Guinea pig)

•

생식발생독성시험: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Seg. 1, rat),
배태자 발생시험 (Seg. 2, rat & rabbit)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Seg. 3, rat)

•

국소내성시험

•

기타독성시험: 항원성, 면역독성, 기전독성, 의존성, 대사체, 불순물, 기타
(출처: 식약청고시 2015-27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1. 단회투여 독성시험

(ICH M3)

◈ 2종의 설치류 (mouse, rat)
◈ 2개 이상의 투여경로 사용 (IV제제 제외)
◈ 일반증상, 체중 측정
◈ LD50 혹은 최소치사량(MLD) 결정
◈ 기본적인 독성지표로 사용
◈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용량설정

1. 단회투여 독성시험

(ICH M3(R2))

시험의 의미 변화
반복독성시험보다
추가적인 정보 제공 못함
인체에 단회 투여시
나타나는 독성을 예측

인체에 과용량 투여시 일
어나는 현상을 예측
ICH M3

ICH M3(R2)

Species

2

1

Route

Clinical &
parenteral route

Clinical route

GLP

GLP

Non-GLP

Timeline

Prior to P1

Prior to P3

2. 반복투여 독성시험(ICH M3(R2))
◈ 가장 기본적인 독성시험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험
◈ 설치류 및 비설치류 각 1종 이상
◈ 용량 : 3개 이상(무독성량, 확실중독량, 용량반응성, target organ)
단기시험(4주)에서 충분히 높은 용량으로 독성확인 필요
◈ 독성동태 (Toxicokinetic profiles, Bioanalysis validation)
◈ 회복군 설정 (Recovery)
◈ 독성소견의 해석: statistics, normal range, dose dependency, mechanism,
human relevancy, on/off target toxicity, 타약물 비교
◈ Safety margin = NOAEL에서의 Exposure / MRHD에서의 Exposure

2. 반복투여 독성시험(ICH M3(R2))
◈ 임상시험 투여기간에 따른 반복투여 독성시험 투여기간
임상 1상, 2상 및 3상

신약허가

임상시험
투여기간

설치류

비설치류

설치류

비설치류

2주 이하

2주

2주

1개월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9개월*

2주 – 1개월
1개월–3개월

임상기간과 동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 ICH S4 (1998. 9)

9개월

물질별 일반독성 비교
Class

NCE

NBE

(ICH M3R2)

Herbal

(ICH S6R1)

(MFDS)

Species

1 rodent &
1 non-rodent

Relevant species

1 rodent &
(1 non-rodent)*

Endpoint

Toxicological
endpoint

Exaggerated
pharmacological
effect

Toxicological
endpoint

Limit dose

1000 mg/kg

Max PD dose

2000 mg/kg

Exposure limit

50X

Bioanalysis

TK

↓

10X
TK, Ab, (nAB)

↑

(Index compound
TK)

*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MFDS 2014.11.):
충분한 사용경험이 있고, 1종의 동물에서 우려할만한 독성이 적은 경우
나머지 1종 자료는 임상 3상시 제출 가능

고용량 설정방법
Recommended high
dose selection for
toxicity studies
(ICH M3(R2))

적용시험
- 급성 독성시험
- 반복투여 독성시험
- 유전독성시험 (MN)

3. 유전독성시험(ICH M3(R2))
◈ 복귀돌연변이시험 (AMES test)
◈ 체외 염색체이상시험 (CA test) or 마우스 림포마 TK시험 (MLA)
◈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 (MN test)

In vitro
In vivo

◈ 기타 (우성치사시험, 반성열성치사시험, 자매염색분체교환시험 등)
◈ 발암성/최기형성 등의 예측 및 해석
Core genotoxicity studies
•복귀돌연변이시험 (AMES)
•체외 염색체이상시험 (CA) or
체외 마우스 림포마 시험 (ML)
•체내 소핵시험 (MN)

Supplemental studies
• In vitro Unscheduled DNA
synthesis (UDS) assay
• Comet assay
• In vitro transformation assay
(SHE asssay)

Core genotoxicity study에서
Positive 결과가 나왔을 경우,
Supplemental studies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In vitro 시험이 모두 음성일 경우 최초 IND시 in vitro (AMES, CA 등) 제출
In vivo 시험 (MN or Comet)자료는 2상 착수전 제출
두 시험 중 하나라도 양성일 경우 In vivo 시험자료도 최초 IND시 제출

3. 유전독성시험

(ICH S2(R1), 2011. 11)

Bacterial gene mutation assay
( AMES test)

Option 2

Option 1
In vitro
mammalian cell
test (CA,MLA,
in vitro MN)

Negative
Integrated MN

Integrated MN

Positive

+
2nd End
point/tissue
(Liver Comet etc.)

3. 유전독성시험

(MFDS 독성시험기준 2017. 8)

가. 표준조합 1
1)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2)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다음 어느 하나의 시험
가) 체외 염색체이상 시험
나) 체외 소핵시험

(in vitro CA)
(in vitro MN)

다) 체외 마우스 림포마 TK 시험
(in vitro MLA)
3)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다음 어느 하나의 시험
가) 체내 소핵시험

(in vivo MN)

나) 체내 염색체이상시험

(in vivo CA)

나. 표준조합 2
1)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2)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 (in vivo MN)
3) 체내 코멧시험

(in vivo Comet)

4. 생식,발생독성시험(ICH S5(R2))
◈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Seg. 1) : 암수동물 대상, rat
교배4주전 ~ 착상 (교미후 7일)
◈ 배태자 발생시험 (최기형성시험, Seg. 2) : 암컷 대상, rat & rabbit
착상(교미 7일) ~ 경구개 폐쇄시기(교미 18일)
◈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Seg. 3): 암컷 대상, rat
착상(교미 7일) ~ 이유기(출생후 22일)

4. 생식,발생독성시험

4. 생식,발생독성시험

Men
Seg1

Reproductive
&
Development
study

WONCBP

-

Seg3

-

WOCBP (+BC)

WOCBP
(- BC)

Pregnant

P3 전

P3 전

Seg2

(ICH M3(R2) – 제출시기)

반복독성시
험에서의
평가로 갈음

2주이내 임상시험: Seg2
없이 초기임상시험(P1&P2)
실시가능
모든 생식 및
3개월이내, 150명 이내의
유전 독성자
임상시험: 2종에 대한
료 필요
Seg2 예비시험 요함

모든 생식 및
유전 독성자료
& 임상 data

NDA 전

Genotoxicity

-

-

-

Clinical data

-

-

-

-

cf) 식약청 임상시험계획승인 지침: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생식기관의 검토완료시)
Men: P3전 제출
WoNCBP: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의 평가로 갈음
WoCBP: P3전 제출

5. 발암성시험

(ICH S1, ICH M3(R2), FDA)

◈ 동물 : rat, mouse(암수 각 군당 50 마리 이상, 60마리 recommended)
SD vs Wister, ICR vs B6C3F1
◈ 기간 : rat(24~30 months), mouse(18~24 months), 25% 이상 생존
◈ 용량 : 3용량 이상 – 13주 용량설정시험(DRF with TK) 필요
◈ TK: minimum 6 month but 12 or 24 month recommended
one time point with a 2-week TK study or satellite TK groups
◈ FDA CAC SPA recommended (Carcinogenicity IND)
:약효, 임상1상, 단백결합, 대사, 배설, CYP effect, 유전독성, 13주 DRF
proposed dosage, protocol etc. (60 days review)
◈ NDA 전 제출

6. 국소내성시험 (ICH M3(R2))
 임상투여경로로 실시하는 일반독성시험에 포함하여 평가
 단독시험은 권장되지 않음
 전신독성자료는 있으나 임상투여경로로 실시한 자료가 없는 경우 단독시험 수행
- TK는 필요 없음. 투여부위의 임상증상 및 국소내성 평가
- Clinical formulation과 최대한 유사하게.
 비경구제제의 경우 임상3상전 unintended injection site에서의 국소내성자료 제출

6. 기타독성시험(ICH M3(R2))
 항원성시험: 고분자물질, 단백성의약품, 합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분자물질
 면역독성시험: 반복독성시험결과 면역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면제 (ICH S8)
시험 필요시 임상 3상전 수행
 기전독성시험: First-in-class
 의존성시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시험 필요시 임상 3상전 수행
 대사물: Human의 major metabolites (AUC ratio가 10% of related compound) 중
TK에서 human exposure에 도달하지 못한 metabolites (ICH M3(R2))
 불순물: 0.15% or 1.0mg/day(<2g/day dose), 0.05%(>2g/day dose) (ICH Q3A(R2))
 기타: Photosafety (ICH S10) 등

탐색적 임상시험 (0상 시험)

Exploratory First in Man Studies

(ICH M3(R2))

• Micro-dose (single dose) – Approach 1 : P

S

– <1/100 th pharmacological and NOAEL dose and maximum 100 µ g

• Micro-dose (multiple dose) – Approach 2 P
– Up to 5 micro-doses with washout of >x6 half lives

7

sp
• Mini-dose (single dose) – Approach 3 P SP S A
– Sub-therapeutic dose or into anticipated therapeutic range
– Maximum dose up to ½ NOAEL if toxicity is monitorable & reversible

• Mini-dose (repeat dose) – Approach 4 P SP 14 AC

– Up to 14 doses at sub-therapeutic or into anticipated therapeutic range
– Maximum dose up to 1/10 th AUC exposure in most sensitive species

• Mini-dose (repeat dose) – Approach 5 P SP 14 AC

– Up to 14 doses into therapeutic range
– Maximum dose < AUC at NOAEL in non-rod. & < ½ AUC at NOAEL in rod.

탐색적 임상시험(0상 임상시험)

(MFDS 2016. 7)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2016. 7. 개정 내용)
제2조 (정의) ①항 6호 추가
6. "제0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시험)"은 제1상 임상시험의 초기에 수행되는 임
상시험으로 매우 제한된 용량의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여 치료나 진단의 목적
을 갖지 않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행
해지는 용량-내약성 임상시험 등에 선행하여 진행되며,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등이 해당된다.

임상초회 용량 설정

임상 초회용량 설정 (FDA guidance 2005.7)
•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NOAEL을 이용하여
임상 1상의 초회 최대용량 (MRSD) 설정

HED = NOAEL × (KmAnimal/Kmhuman)

MRSD =

NOAEL × (KmAnimal/Kmhuman)
SF

• Human Equivalent Dose (HED): 인체등가용량
• Safety factor (SF): 안전상수 (일반적으로 10)
•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Dose (MRSD)
: 임상 1상의 초회 최대용량

Conversion of Animal Doses to
Human Equivalent Doses Based
on Body Surface Area
Species
Human
Mouse
Hamster
Rat
Ferret
Guinea pig
Rabbit
Dog
Monkeys
Micro-pig
Mini-pig

Km
37
3
5
6
7
8
12
20
12
27
35

MRSD 산정
Rat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의 NOAEL이 60 mg/kg 이었다. Rat가 appropriate animal
species이고, safety factor를 10으로 설정시 임상 1상시험을 위한 MRSD는 얼마인가?

Pharmacologically Active Dose (PAD) 고려
Clinical Starting Dose의 선정
1)

In vivo PAD를 BSA-CF 이용하여 HED 산출 (PAD-HED)

2)

PAD-HED와 MRSD를 직접비교 (PAD-HED는 safety factor 적용 X)
PAD-HED > MRSD = MRSD
PAD-HED < MRSD = PAD-HED
즉, PAD < NOAEL/safety factor = PAD-HED

Ex) Appropriate species인 Rat의 NOAEL = 60 mg/kg, PAD = 3 mg/kg 일 때,
임상 초회 용량 (Clinical Starting Dose)은? (단, safety factor = 10으로 가정)

Others

소아임상
•

성인에서의 노출 자료가 소아 안전성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

•

Adult animal에서의 반복투여독성시험, core 안전성 약리, 유전독성 시험 자료

•

소아 임상 개시 전 이용 가능해야 함

•

소아 환자군의 나이와 성에 상응하는 생식독성시험도 직접적인 독성 또는 발생독성
위험(수태능 시험과 출생 후 발생 시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Age matched juvenile animal tox는 다른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수행
- One rodent
- 2상전 제출

•

ICH S11 (Step 2) 참조

ICH M3(R2): 복합제
•

Co-packaged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
(adjunctive, concomitant 투여는 제외)

•

개발후기(임상3상 완료 이후) 개별성분들의 복합제
– 복합제 사용의 임상례가 충분한 경우: 비임상시험 필요 X
– 복합제 사용의 임상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의 P2전까지는 필요 X
3개월 이상의 임상시험전 1종에서 최대 90일의 복합제 반복독성만 요구됨 (개별
성분의 충분한 평가자료 근거)

*품목허가심사기준: 복합제는 단회, 반복(최대3달), 국소(외용) 요구 (독성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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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3(R2): 복합제
•

개발후기와 개발초기(임상2상 완료이전) 개별성분들의 복합제
– 비임상시험 요구되나 1개월 이상의 POC 임상전까지는 필요 X
–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1종에서 최대 90일의 복합제 반복독성시험 필요

•

개발초기 개별성분들의 복합제
– 복합제만으로 비임상 독성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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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3(R2) vs ICH S6(R1)

NCE와 NBE의 비교 (ICH M3(R2) vs ICH S6(R1))
Study Type
Pharmacodynamics
Safety Pharmacology - Core
(CNS, CV, Respiratory)

In vitro metabolic profile &

Plasma protein binding
Systemic exposure

Timing
(Relative to
Clinical trials)

Small
Molecule

Biologics

Prior to Phase 1

Yes

Yes

Prior to Phase 1

Yes

Product
specific
(comb. w tox)

Prior to Phase 1

Yes

No

Prior to Phase 1

Yes

Yes

Yes

No

Comparative in vivo animal & Generally Prior to
Human metabolism data
Phase 3

NCE와 NBE의 비교 (ICH M3(R2) vs ICH S6(R1))
Study Type

General toxicology
Genotoxicity
• Bacterial mutation
• In vitro CA, MN, MLA
• In vivo MN, CA, Comet
Reproductive Toxicology
• FEED (Seg. 1, rat)
• EFD (Seg. 2, rat & rabbit)
• PPND (Seg. 3, rat)
Carcinogenicity

Timing
(Relative to
Clinical trials)
Prior to Phase 1,
2 and 3

Prior to Phase 1
Prior to Phase 1
Prior to Phase 2
Prior to Phase 3
Prior to Phase 3
Prior to NDA
Prior to NDA

Small
Molecule

Biologics

Yes
(2 species)

Yes
(1 species
Acceptable)
+ ADA

Yes

Generally No

Generally Yes

Product
specific,
NHP: ePPND

Yes

Generally No

Thank you and any questions?

